
2021-1학기    사람을 변화시키는 봉사교육, 봉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사업 목적
1. 소수정예 클럽 모임과 연구 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지도교수님의 노하우 전수받고 회원 간의 친  
   교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헌의 가치를 이해하게 됨  
2. 회원 상호간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조직 방법
1. 같은 학과에서 세부 전공과 취향이 같은 선후배들이 뜻을 모으고 전공지도교수님을 선택하여   
   봉사클럽을 조직
2. 지도교수가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학생들을 모아 뜻을 전하고 봉사클럽을 조직

사업 개요

1. 사업주관 :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2. 모집클럽 : 6개 클럽
3. 봉사대상 지역 : 서울시 전역(서울 외 지역은 제외)
4. 지원금 : 클럽 봉사 참가 회원 1인당 최대 5만원(지원금은 최대 10명까지만 지원)
5. 모집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2021년 3월 22일(월) 오후 5시까지
6. 참가 자격
   ① 학생들 주도하에 전공연계 봉사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봉사클럽
   ②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기 중 봉사자 1명당 최소 5회(이론 1회, 실습 4회) 이상, 
      총 20시간 이상의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클럽
   ③ 최소 참가자격은 신청한 클럽의 인원이 지도교수를 제외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된 클럽
   ④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프로그램 및 온・오프라인 혼합 프로그램(대면활동 최소화)
7. 참가 혜택 : 봉사 시수 인정, 봉사 마일리지 장학금, 봉사활동증명서 발급 등
8. 제출서류 : 전공연계봉사클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9. 제출장소
   ① Off-line : 사회봉사단 (바울관 111호)
   ② On-line : E-mail(service@syu.ac.kr)
10. 주요일정
   ① 클럽 선정 및 발표 : 2021년 3월 24일(수)
   ② 클럽 사전교육 및 지원금 지급 : 2021년 3월 5주
   ③ 각 클럽별 봉사 진행 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6월 18일(금)
   ④ 온라인/오프라인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5시까지
      - 온라인 제출 : service@syu.ac.kr / 오프라인 제출 : 사회봉사단(바울관 111호)
   ⑤ 지원금 정산 마감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5시까지
11. 문의
   - 사회봉사단(전화 : 02-3399-3261~4, 이메일 : service@syu.ac.kr Fax : 02-3399-3266)

전공연계 봉사클럽 모집안내

 사회봉사단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연계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공

헌할 봉사클럽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